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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VIEW
■ Background

•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명시한 조항들을 이해
• 일반 장애인 중 하위 집단에 속한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차별을 이해하고 인권문제로 파악
• 장애 유형에서 하위 집단의 개별 인권 특성들을 이해
• 차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로 권력, 빈부, 학력, 소외, 배제, 분리, 멸시, 학대, 격리의 형태
• 마찬가지로 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고 하는,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
인권선언에서 ‘인권’이란 인간이라면 그 어떤 개인적인 조건에도 상관없이 마땅히 누릴 권리

■ Research Objective

•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탐색

• 하위 집단에 속한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었는지 부정되었는지 파악
• 참여시키거나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성 파악
• 각종 국제 기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자원으로서 접근

METHODS
■ Data & Data analysis:

• 1975년 10월 9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‘장애인인권선언’
• 50개 조항의 장애인권리 협약 (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)
• 1999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• 인종, 성, 언어,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 자유권을 존중하며 준수하라는 유엔의 인권헌장
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)
•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, 인종차별철폐협약CERD, 아동권리협약(CRC), 이주노동자 권리에 관한 협약
• 1989년 11월 20일 유엔 장애아동의 권리 규약
■ Measurement

•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다룸
•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
• 완전한 인권 향유에 있어 추가적 장벽을 경험하는 빈곤한 장애인의 생활 수준
•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3조에서 명시된 모든 인권은 모든 소수자 집단이나, 사회적 배경, 생활환경에 상관 없이 적용해야
• 다차원적 차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입장
존중할 의무; 보호할 의무; 이행할 의무
• 신분에 상관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2003년 7월 유엔 규약
• 아동의 권리, 청년의 권리, 노인의 권리, 여성장애인의 권리, 장애 난민의 권리, 원주민의 권리, 소수인종의 권리, 빈곤자, 이주 근
로자의 권리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명시하고 보호하기 규약 제5부
• 1997년 유엔 보고서의 국가 전략
① 빈곤 감소에 필요한 이상적 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정책 수립과 개발
② 실업자나 근로 빈곤계층의 경제 참여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 훈련, 건강 증진과 생활 조건의 향상

RESULTS
■ Results
• 비차별 원칙은 인권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
•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원칙 존중
• 장애인의 다름을 인간 다양성과 인간애적인 부분으로 수용하고 존중
• 기회평등과 남녀평등 원칙에 착목
• 장애아동의 지적 능력 및 정체성 보존

DISCUSSION & CONCLUSION
■ Discussion & Conclusion
• 입법을 통한 ① 목표 (target) 설정, ② 실현수단 (measures), 그리고 ③ 법규의 실천 강화 (feedback &
enforcement) 노력이 필요
• 모든 장애인은 필요한 소득을 보장
• 가능한 삶의 질과 최고의 보건을 향유
•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해 ILO의 조언과 개입이 요구됨
• UNDRIP의 역할에 주목하여 국내 활동
• UNCRPD의 선언 처럼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파악해야
•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적극적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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